
제품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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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아산업은
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진아산업을 아낌없이 사랑해주신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주)진아산업은 1995년 회사설립이래 지금까지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생산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완벽한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고객의 건강한 삶과 환경을

고려한 양질의 콘크리트자재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주)진아산업의 자연친화적인 제품은 기존의 부지나 도로, 하천호안의 사면등을 식물이 생육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능동적으로 복원하는 신개념의 환경생태복원공법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태계, 인간을 생각하는

21세기 친환경기술입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는 고객만족을 위한 제품생산 뿐만 아니라 봉사와 나눔등의 사회활동을 몸소 실천하여

고객, 환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진아산업은 지금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에도 끊임없는 기술투자와 최고의 제품생산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한 환경 친화적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 길 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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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History

01

진아산업 설립

(성남 도촌동)

07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76-60 부지조성

03

공장 등록

03

유압성형기

50매 설치

04

공장 설립 이전

08

(주)진아산업

법인 변경

04

스프릿빗살보강토

블록A형, 식생축조

블록A형 생산

05

식생축조블록 특허

(제10-0620572호)

07

초대형 식생축조

블록, 식생호안블록,

주차잔디블록

생산라인 증설

1995 2002 2006

1997 20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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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옹벽블록

대형ㆍ중소형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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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후방시설 확충

03

단체표준표시 인증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대형ㆍ중소형

전종목 1ㆍ2종

09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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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스프릿보강토

블록B형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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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보통호안블록

대형ㆍ중소형 

보통옹벽블록

대형ㆍ중소형 

03

스프릿빗살보강토

블록250형 생산

2011 2013 2018

2021

2012 2014

2022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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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기술보유현황
Certificate & Ke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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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시공과정
Construction order

축조 시공과정

보강토 시공과정

터파기 및 기초작업

기초 콘크리트 타설 / 기초잡석 40mm이하

터파기 및 기초작업

기초 콘크리트 타설 / 기초잡석 40mm이하

연속작업

반복 롤러 다짐

연속작업

반복 롤러 다짐

첫단쌓기

첫단쌓기 및 유공관 설치

연속작업

그리드 포설 및 다음단 쌓기

연속작업

그리드 포설 및 다음단 쌓기
(60cm마다 옹벽높이의 70% 이상의 그리드 포설)

연속작업

속 · 뒷채움 잡석 및 흙 부설

연속작업

속 · 뒷채움 잡석 및 흙 부설

설치 및 완공

마감블록 설치 및 완공

1

1

4

4

2

2

5

5

3

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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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산업 블록시스템
Block System
진아산업 블록시스템
Block System

진아산업의 기술적 노하우로 개발되어 공학적으로 시공이 간편한 축조블록시스템은 별도의 토립자 결속재료 없이 최소한의

뒷채움 터파기 구간을 필요로 하는 자중식옹벽공법이며, 토립자 결속식 보강토옹벽시스템은 시공시 연성 지오그리드를

사용하여 토체를 완전히 결속된 자립 토체로 구성하는 일체형 구조체 형성 공법입니다.

블록식 식생축조옹벽은 고강도의 자중식 콘크리트축조블록이며 블록식 보강토옹벽은 지오그리드 보강재로 인한 효율적인

토압의 분산을 통한 최상의 구조물 시공법 입니다.

또한 순수 국산 자재의 사용으로 실속있는 경제성 확보는 물론 기존 옹벽의 구조적인 결함을 보완함으로서 뛰어난 내구성과

구조적 안정성 및 시공상의 편의성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U형 플륨관

보강토 블록

CAP BLOCK

속채움 잡석 25m/m

축조 BLOCK

보강토 BLOCK

뒷채움 잡석 25m/m

GL

GRID 보강재

배면토 구간

보강토 뒷채움 구간축조 뒷채움 구간

유공관 Ø150

기초 콘크리트 타설 / 기초잡석 40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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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비교
System Comparison

구분 블록식 식생축조 옹벽 블록식 보강토 옹벽 철근콘크리트 옹벽

개요

옹벽 높이 3m이하 구간에서 최소한의

뒷채움 터파기 및 축조핀으로 일체화된

축조 블록 자체의 자중력으로 토체의

안정을 기하는 공법

흙과의 결속력이 큰 보강재가 흙 속의

횡방향 변위를 구속함으로서 토체의

안정을 기하는 공법

보편적인 공법으로 옹벽 종류는 중력식

L형, 역T형, 부벽식 등이 있고 배면의

토압을 지지하는 방식

배수
처리

표면수 처리는 상부의 U형 플륨관을 통해

옹벽체 밖으로 유도하며, 지하수 및 침투수는

기초 속채움, 뒷채움잡석과 기초 잡석내의

유공관으로 배수처리

표면수 처리는 상부의 U형 플륨관을 통해

옹벽체 밖으로 유도하며, 지하수 및 침투수는

기초 속채움, 뒷채움잡석과 기초 잡석내의

유공관으로 배수처리

옹벽면의 토사가 충분히 다짐되지 않으면

물의 침투가 쉽고 별도의 배수구멍을 설치

해야하며 침투수 발생시 붕괴위험 발생

뒷채움
토공작업

그리드 보강재가 필요없어 축조블록을 쌓기

위한 최소한의 뒷채움 터파기 구간만이 필요

하며, 성토는 매회 95% 다짐을 시행하고

뒷채움재에 대한 다짐공정이 필연적으로

시공완료 후 압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블록설치와 뒷채움 토공작업의 병행 시공으로

옹벽공사와 뒷채움재 성토가 동시에 완료 ,

전면블록은 가용성이 적어 불균형한 외력에

도 상대

성토는 매회 95% 다짐을 시행, 보강토공

법에서는 뒷채움재에 대한 다짐공정이

필연적으로 시공완료 후 압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블록설치와 뒷채움 토공작업의 병행시공

으로 옹벽공사와 뒷채움재 성토가 동시에

완료 , 전면블록은 가용성이 적어 불균형한

외력에도 상대

옹벽체 시공과 뒷채움재 공사를 별도로

시행해야 하므로 공기 지연

곡선처리
및 미관

블록의 기하학적 구조로 수려한 미관과 다양

한 색상의 옹벽 축조가 가능하며 반블록,

코너블록 등으로 미려한 곡선처리 가능.

축조핀 설치로 일체식 축조가 되며 식생으로

자연미관 가능. 1단~3단 연속 설치 가능.

블록의 기하학적 구조로 수려한 미관과

다양한 색상의 옹벽 축조가 가능하며,

임의 곡선처리 또한 가능.

1단~3단 연속 설치 가능.

현장 타설로 표면이 거칠고 투박하며

신축이음 부분이 거칠고 임의 곡선 처리

불가능.

공기
공장 완제품으로 기초 저면에서 상부까지

동일작업의 반복으로 공기단축 효과.

RC옹벽에 비해 40%이상 공기단축

공장 완제품으로 기초 저면에서 상부까지

동일작업의 반복으로 공기단축 효과.

RC옹벽에 비해 40% 이상 공기단축

콘크리트 양생기간, 옹벽체와 뒷채움재의

분리작업으로 공기 지연

지반조건

지반 지지력이 약한 곳에서 연약심도에 따라

별도의 파일공사없이 단순치환 혹은 SCP

공법 적용 등으로 설치가능.

성토 및 치환 후 보강토 옹벽 지반지지력

확보 후 시공 (기초콘크리트 타설)

지반 지지력이 약한 곳에서 연약심도에

따라 별도의 파일공사없이 단순치환

혹은 SCP공법 적용 등으로 설치가능.

성토 및 치환 후 보강토 옹벽 지반지지력

확보 후 시공 (기초콘크리트 타설)

강성구조로 내구성은 양호하나 부등침하 및 

지진등 동적하중에 의한 안정성은 떨어짐.

지반 지지력이 약한 곳에서 부등침하 등에

대한 방지 대책 필요.

(말뚝기초 등 기초처리)

시공성

축조핀으로 일체화된 축조블록의 자중식으로

뒷채움터파기구간최소화등간편한시공으로

공기단축에 따른 간접비의 절감.

원블록, 반블록, 코너블록으로자연스런미려한

곡선부 시공 자연미관이 가능한 식생 시공.

인접건물에 근접 시공이 가능.

별도의 지지 동바리 및 가설재가 필요치 않음.

철근 자재등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철근

콘크리트 보다 공사비 저렴.

간편한 시공으로 공기단축에 따른 간접비의

절감. 인접건물에 근접 시공이 가능.

별도의 지지 동바리 및 가설재가 필요치 않음.

철근 자재등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철근

콘크리트 보다 공사비 저렴.

기초공사시 터파기 등에 따른 부지확보 필요

(가시설 작업공간 필요)

가시설, 구조물공, 기타 노동 집약적인 시공

및 양생기간(기후의 영향 고려)의 이원화로

많은 공기 소요.

숙련된 전문 인력 필요. (인건비 상승)

현장 타설 콘크리트이므로 옹벽 표면이

거칠고 신축이음 구간의 형상이 거침.

검토의견

축조핀으로 일체화된 축조블록의 자중력과 

식생.

최소한의 뒷채움 터파기로 토체의 안정과

자연미관의 극대화

격자구조 형태의 그리드는 성토재 상호간의

결속력과 마찰력을 극대화 시킴.

1축, 2축 방향의 프리스트레스 도입으로

인장강도와 강성을 극대화 시킴.

구조적, 생물학적 자연친화적으로 안정한

그리드를 사용함으로 크리프 변형이 적음



10 JINAINDUSTRY

제품의 종류
JINA Product

식생축조블록A형

축조블록B형

축조블록C형

회색, JINH12
1000X800X500

22646573

원블록

물품식별번호

회색, JINHC12
1000X700X500

23895089

원블록

물품식별번호

회색, JINHB12
1000X700X500

23895081

원블록

물품식별번호

회색, JINHB9002
900X700X500

23895087

900mm블록

물품식별번호

회색, JINHB32-1
1000X500X500

23895083

1단코너블록

물품식별번호

회색, JINH32
735X630X500

22646575

코너블록

물품식별번호

회색, JINHC32
685X685X500

23803461

코너블록

물품식별번호

회색, JINH22
500X800X500

22646574

반블록

물품식별번호

회색, JINHC22
500X700X500

23803459

반블록

물품식별번호

회색, JINH7502
750X800X500

22646576

750mm블록

물품식별번호

회색, JINHB22
500X700X500

23803457

반블록

물품식별번호

회색, JINHB32-2
1000X500X500

23895085

2단코너블록

물품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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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축조블록 A형│식생축조A형과 크기 동일

ART축조블록 B형│축조B형과 크기 동일

ART축조블록 C형│축조C형과 크기 동일

블랙

블랙

블랙

블루

블루

블루

퍼플

퍼플

퍼플

레드

레드

레드

그린

그린

그린

황색

황색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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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마감블록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250형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A형

회색, JINH-C1
500x500x125

회색, JINA2501
500x330x250

회색, JINA1
500x330x200

흑색, JINH-C2
500x500x125

적색, JINA2502
500x330x250

적색, JINA2
500x330x200

22447750

물품식별번호

22447751

물품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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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살보강토블록C형

적색, JINC22
420X430X200

스프릿보강토블록B형

회색, JINB12
500X330X200

23803449

물품식별번호

황색, JINB32
500X330X200

23803453

물품식별번호

적색, JINB22
500X330X200

23803451

물품식별번호

흑색, JINB42
500X330X200

23803455

물품식별번호

ART스프릿B형 제품 시공│스프릿보강토블록B형과 크기 동일

22646572

물품식별번호

회색, JINC12
420X430X200

22646571

물품식별번호

브라운
500X330X200

블랙
500X330X200

마블
500X330X200

레인보우
500X330X200

블루
500X330X200

크림
500X330X200

에메랄드
500X330X200

골드
500X330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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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마감블록

회색, JINA1-C
500x330x100

22447752

사각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적색, JINA2-C
500x330x100

22447753

사각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황색, JINA42-C
500x330x100

사각마감블록

흑색, JINA32-C
500x330x100

23803447

사각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황색, JINA42-C
500x330x100

아루마감블록

회색, JINA1-C
500x330x100

22447752

아루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흑색, JINA32-C
500x330x100

23803447

아루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적색, JINA2-C
500x330x100

22447753

아루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회색, JINC12-C

22647537

빗살보강토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적색, JINC22-C

22647538

빗살보강토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소형주차잔디(호안)블록

지오그리드

회색, JINV22
500x500x120

22646578

물품식별번호

2M x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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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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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축조블록A형
특허청 디자인 등록 제30-0577798호 / 특허청 특허 제10-0620572호

·좌,우 맞물림 및 상,하 고정핀 결속

·자연석 돌출형 문양 형성

·굴곡부 및 선형의 자유로운 적용

·공원,단지의 법면녹화에 최적                               

·공원, 단지사면의 녹화용

·하천 저,고수호안/소하천

·유속이 빠른 만곡부/수충부

·하천 인접부지 확보용 제방

·성토부,절토부, 교대 마감용

·750mm의 축조블록은 곡선 부분 뒷물려 쌓기시 필요함
특징 용도

특장점│Features

제원│Data

상세도│Detail

22646573

원블록 JINH12

물품식별번호

22646575

코너블록 JINH32

물품식별번호

22646574

반블록 JINH22

물품식별번호

22646576

750mm블록 JINH7502

물품식별번호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식생축조블록A형 (원블록,회색) 1000X800X500                      2 408

식생축조블록A형(반블록,회색)   500X800X500               4 238

식생축조블록A형(코너블록,회색) 735X630X500 2.7 252

식생축조블록A형(750mm블록,회색) 750X800X500 2.66 323

원블록 평면도 반블록 평면도 코너블록 평면도 750mm블록 평면도
시공조립도

(원블록, 반블록, 코너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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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축조블록A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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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축조블록A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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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축조블록A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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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블록B형
특허청 디자인 등록 제30-1079107호

특장점│Features

상세도│Detail

23895083

1단코너블록
JINHB32-1

물품식별번호

23895085

2단코너블록
JINHB32-2

물품식별번호

23895087

900mm블록
JINHB9002

물품식별번호

23803457

반블록 JINHB22

물품식별번호

23895081

원블록 JINHB12

물품식별번호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축조블록B형(원블록,회색) 1000X700X500 2 343

축조블록B형(반블록,회색)   500X700X500 4 182

축조블록B형(1단코너블록,회색) 1000X500X500 2 287

축조블록B형(2단코너블록,회색) 1000X500X500 2 292

축조블록B형(900mm블록,회색) 900X700X500 2.1 315

원블록 평면도 반블록 평면도 코너블록 평면도 900mm블록 평면도

제원│Data

·좌,우 맞물림 및 상,하 고정핀 결속

·자연석 돌출형 문양 형성

·굴곡부 및 선형의 자유로운 적용

·공원,단지의 법면녹화에 최적

·직선부 처리가 쉬우며 옹벽의 형태를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음

·공원, 단지사면의 녹화용

·하천 저,고수호안/소하천

·유속이 빠른 만곡부/수충부

·하천 인접부지 확보용 제방

·성토부,절토부, 교대 마감용

·900mm의 축조블록은 곡선 부분 

  뒷물려 쌓기시 필요함

특징 용도

시공조립도

(원블록, 반블록, 코너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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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블록B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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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블록B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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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블록B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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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블록C형
특허청 디자인 등록 제30-0996953호

·좌,우 맞물림 및 상,하 돌출부 결속

·깔끔하고 심플한 민자문양 형성       

·옹벽형 수직적재로 부지확보  유리

·자중식으로 안정적인 고도  시공

·공원,단지등 절성토부 최적의 시공 

·공원, 단지 부지공간 확보

·법면 최소화 유지

·하천 인접부지 확보용 제방

·성토부,절토부, 교대 마감공

·조경용 옹벽

특장점│Features

상세도│Detail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축조블록C형(원블록,회색) 1000X700X500 2 467

축조블록C형(반블록,회색)   500X700X500 4 254

축조블록C형(코너블록,회색) 685X685X500 2.9 314

제원│Data

23803461

코너블록 JINHC32

물품식별번호

23803459

반블록 JINHC22

물품식별번호

23895089

원블록 JINHC12

물품식별번호

원블록 평면도 반블록 평면도 코너블록 평면도
시공조립도

(원블록, 반블록, 코너블록)

특징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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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블록C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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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블록C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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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블록C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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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축조블록 A형
축조A형과 크기 동일

·백화현상 극소화와 물세척으로 상시 청결유지

·저렴한 가격의 화강대리석 효과로 블록의 고급화  

·부드러운 촉감과 친환경적인 무취, 우수한 내연성

·자연과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색상 연출

·공원, 단지사면의 녹화용

·하천 인접부지 확보용 제방

·하천 저,고수호안/소하천

·성토부,절토부, 교대 마감용

·750mm의 축조블록은 곡선 부분 뒷물려 쌓기시 필요함

색상확대

특장점│Features

제원│Data

상세도│Detail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ART축조블록A형(원블록) 1000X800X500                      2 408

ART축조블록A형(반블록)   500X800X500               4 238

ART축조블록A형(코너블록) 735X630X500 2.7 252

ART축조블록A형(750mm블록) 750X800X500 2.66 323

원블록 평면도 반블록 평면도 코너블록 평면도 750mm블록 평면도
시공조립도

(원블록, 반블록, 코너블록)

블랙

블루

퍼플

레드

그린

황색

특징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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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축조블록 B형
축조B형과 크기 동일

·백화현상 극소화와 물세척으로 상시 청결유지

·저렴한 가격의 화강대리석 효과로 블록의 고급화  

·부드러운 촉감과 친환경적인 무취, 우수한 내연성

·자연과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색상 연출

·공원, 단지사면의 녹화용

·하천 인접부지 확보용 제방

·하천 저,고수호안/소하천

·성토부,절토부, 교대 마감용

·900mm의 축조블록은 곡선 부분 뒷물려 쌓기시 필요함

제원│Data

블랙

블루

퍼플

레드

그린

황색

색상확대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ART축조블록B형(원블록) 1000X700X500 2 343

ART축조블록B형(반블록)   500X700X500 4 182

ART축조블록B형(1단코너블록) 1000X500X500 2 287

ART축조블록B형(2단코너블록) 1000X500X500 2 292

ART축조블록B형(900mm블록) 900X700X500 2.1 315

특징 용도

특장점│Features

상세도│Detail

원블록 평면도 반블록 평면도 코너블록 평면도 900mm블록 평면도
시공조립도

(원블록, 반블록, 코너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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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축조블록 C형
축조C형과 크기 동일

블랙

블루

퍼플

레드

그린

황색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ART축조블록C형(원블록) 1000X700X500 2 467

ART축조블록C형(반블록)   500X700X500 4 254

ART축조블록C형(코너블록) 685X685X500 2.9 314

원블록 평면도 반블록 평면도 코너블록 평면도
시공조립도

(원블록, 반블록, 코너블록)

제원│Data

특장점│Features

상세도│Detail

색상확대

·백화현상 극소화와 물세척으로 상시 청결유지

·저렴한 가격의 화강대리석 효과로 블록의 고급화  

·부드러운 촉감과 친환경적인 무취, 우수한 내연성

·자연과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색상 연출

·공원, 단지사면의 녹화용

·하천 인접부지 확보용 제방

·하천 저,고수호안/소하천

·성토부,절토부, 교대 마감용

특징 용도



31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ART축조블록A·B·C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32 JINAINDUSTRY

축조마감블록

·천단 콘크리트를 대체하여 시공이 가능한 마감블록형 ·마감블록을 시공하여 휀스 설치가 가능함

특장점│Features

제원│Data

상세도│Detail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축조마감블록(회색,흑색) 500X500X125 16 62

회색 JINH-C1 흑색 JINH-C2

특징 용도



33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축조마감블록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34 JINAINDUSTRY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250형

·블록 높이가 250mm로 인해 공기가 빠름

·그리드의 접촉 및 밀림방지 기능이 탁월

·곡선부,직선부 처리가 쉬우며 옹벽의 형태를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음

·제품 자체의 강도 및 내구성이 뛰어남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성토부

·주택 및 산업단지 부지 조성

·연약지반 교대 날개벽 / 계단 / 스텐드

·하천변 옹벽 및 공원 조경용 옹벽

특장점│Features

제원│Data

상세도│Detail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250형(회색) 500X330X250 8 52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250형(적색) 500X330X250 8 52

회색 JINA2501 적색 JINA2502

특징 용도

평면도

사시도 측면도



35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250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36 JINAINDUSTRY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250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37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250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38 JINAINDUSTRY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A형
특허청 디자인 등록 제30-0625164호

·그리드의 접촉 및 밀림방지 기능이 탁월

·곡선부,직선부 처리가 쉬우며 옹벽의 형태를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음

·제품 자체의 강도 및 내구성이 뛰어남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성토부

·주택 및 산업단지 부지 조성

·연약지반 교대 날개벽 / 계단 / 스텐드

·하천변 옹벽 및 공원 조경용 옹벽

특장점│Features

제원│Data

상세도│Detail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A형(회색) 500X330X200 10 45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A형(적색) 500X330X200 10 45

22447750

회색 JINA1

물품식별번호

22447751

적색 JINA2

물품식별번호

평면도 측면도 사시도

특징 용도



39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A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40 JINAINDUSTRY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A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41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A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42 JINAINDUSTRY

스프릿보강토블록B형
특허청 디자인 등록 제30-1079108호

·그리드의 접촉 및 밀림방지 기능이 탁월

·곡선부, 직선부 처리가 쉬우며 옹벽의 형태를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음

·제품 자체의 강도 및 내구성이 뛰어남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성토부

·주택 및 산업단지 부지 조성

·연약지반 교대 날개벽 / 계단 / 스텐드

·하천변 옹벽 및 공원 조경용 옹벽

특장점│Features

제원│Data

상세도│Detail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스프릿보강토블록B형(회색) 500X330X200 10 45

스프릿보강토블록B형(적색) 500X330X200 10 45

스프릿보강토블록B형(황색) 500X330X200 10 45

스프릿보강토블록B형(흑색) 500X330X200 10 45

23803449

회색 JINB12

물품식별번호

23803453

황색 JINB32

물품식별번호

23803451

적색 JINB22

물품식별번호

23803455

흑색 JINB42

물품식별번호

평면도 측면도 사시도

특징 용도



43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스프릿보강토블록B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44 JINAINDUSTRY

스프릿보강토블록B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45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스프릿보강토블록B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46 JINAINDUSTRY

빗살보강토블록C형
특허청 디자인 등록 제30-0713624호

·그리드의 접촉 및 밀림방지 기능이 탁월

·곡선부, 직선부 처리가 쉬우며 옹벽의 형태를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음

·제품 자체의 강도 및 내구성이 뛰어남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성토부

·주택 및 산업단지 부지 조성

·연약지반 교대 날개벽 / 계단 / 스텐드

·하천변 옹벽 및 공원 조경용 옹벽

특장점│Features

제원│Data

상세도│Detail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빗살보강토블록C형(회색) 420X430X200 12 45

빗살보강토블록C형(적색) 420X430X200 12 45

22646571

회색 JINC12

물품식별번호

22646572

적색 JINC22

물품식별번호

평면도 측면도 사시도

특징 용도



47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빗살보강토블록C형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48 JINAINDUSTRY

ART스프릿B형 제품 시공

·기본 회색으로 시공후 원하시는 색상으로 연출 가능한 제품  

·백화현상 극소화와 물세척으로 상시 청결 유지  

·저렴한 가격의 화강대리석 효과로 블록의 고급화

·부드러운 촉감과 친환경적인 무취, 우수한 내연성 

·자연과의 조화로 화사하고 우아함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성토부

·주택 및 산업단지 부지 조성

·연약지반 교대 날개벽 / 계단 / 스텐드

·하천변 옹벽 및 공원 조경용 옹벽

특장점│Features

제원│Data

상세도│Detail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ART스프릿B형 제품 시공
(블랙,블루,에메랄드, 마블, 크림, 골드, 레인보우, 브라운)

500X330X200 10 45

블랙

크림

블루

골드

에메랄드 마블

레인보우 브라운

평면도 측면도 사시도

특징 용도



49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ART스프릿B형 제품 시공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50 JINAINDUSTRY

보강토마감블록

·천단 콘크리트를 대체하여 시공이 가능한 마감블록형 ·마감블록을 시공하여 휀스 설치가 가능함

특장점│Features

제원│Data

상세도│Detail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보강토마감블록(회색,적색,황색,흑색) 500X330X100 20 35

22447752

 회색 JINA1-C

사각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22447752

 회색 JINA1-C

아루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22447753

 적색 JINA2-C

사각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22447753

적색  JINA2-C

아루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22647537

회색 JINC12-C

빗살보강토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22647538

적색 JINC22-C

빗살보강토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황색 JINA42-C

사각마감블록

황색 JINA42-C

아루마감블록

23803447

흑색 JINA32-C

사각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23803447

흑색 JINA32-C

아루마감블록

물품식별번호

사각 평면도

측면

정면

후면

아루 평면도

특징 용도



51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보강토마감블록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52 JINAINDUSTRY

소형주차잔디(호안)블록
특허청 디자인 등록 제30-0740694호

상세도│Detail

품명 규격 (mm) 소요량(개/㎡) 중량(kg)

소형주차잔디(호안)블록(회색) 500X500X120 4 45

·상부돌기 형성으로 미려한 외관 

·돌기와 돌기 사이에 상/하로 관통하여 잔디의 식재 및 생육 공간 확보

·소형으로 블록 균열 및 파손 방지, 시공성 우수

·대형차량의 주차,호안보호 기능 탁월 

·생태공원 광장,골프장 산책로

·고속도로 휴게소, 공원 및 아파트 주차장

·하천둔치 및 주차장, 하천 저/고수 호안

·법면의 사면보호와 녹화,공원/단지의 사면보호

특장점│Features

제원│Data

22646578

회색 JINV22

물품식별번호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조립도

특징 용도



53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소형주차잔디(호안)블록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54 JINAINDUSTRY

지오그리드

모델명 주원료 코팅제
인장강도(t/m) 인장강도(%)

포장규격(m)
MD CD MD CD

6T

PET PVC

>6 >3 >12 -

2X50
8T >8 >3 >12 -

10T >10 >3 >12 -

15T >15 >3 >12 -

·양호한 크리프 특성 

·우수한 내구성

·변형에 대한 안전성 

·높은 장기설계인장강도

토목용 보강재인 지오그리드(geogrid)는 크리프, 내시공성, 내후성, 화학적 및 생물학적 취화 등에 의하여 강도저하(손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소인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진아산업에서 사용하는 지오그리드는 고강력 저신도의 폴리에스터(polyester) 원사를 격자 형태로 제작한 후 PVC 고분자 수지를 코팅하여 제조한 국내생산제품으로 

크리프 및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보강토옹벽,사면보강용,연약지반 보강용 도로

·철도사면 보강용

특장점│Features

제원│Data

1) MD: Machine Direction (경사방향)
2) CM: Cross Machine Direction (위사방향)

2M x 50M

특징 용도



55고객·환경·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지오그리드 시공사진
Completed Picture



56 JINAINDUSTRY

[ 보강토블록 ] 시공시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스프릿빗살보강토블록A형, 스프릿보강토블록B형, 빗살보강토블록C형 공통

터파기 및 기초작업

기초 콘크리트 타설 / 기초잡석 40mm이하

연속작업

반복 롤러 다짐

첫단쌓기 및 유공관 설치

연속작업

그리드 포설 및 다음단 쌓기
(60cm마다 옹벽높이의 70% 이상의 그리드 포설)

연속작업

속 · 뒷채움 잡석 및 흙 부설

마감블록 설치 및 완공

1

4

2

5

3

6

※ 본 안내문은 ㈜진아산업 제품 시공시 잘못된 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올바른 시공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돌기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시공

(지면쪽으로)

빠레트 적재시 돌기 부분은 위를 향하고 있으나 (돌기파손보호)  시공시에는 보강토블록 돌기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지면쪽으로) 시공

돌기(뽕) 크기: 가로 5cm, 세로 4cm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보강토 시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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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축조A형 ] 시공시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식생축조A형은 자중식으로 현장에 따라 그리드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낮은 구간에도 그리드를 포설해야 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핀구멍일 때 1단 쌓을때마다 6cm 정도, 두 번째 16cm 정도, 세 번째 26cm 정도 뒤로 밀려 시공됩니다. (수직 불가)

※ 핀, 시공걸이 구멍 지름 : 3cm.

코너블록과 반블록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곡선시공에 장점이 있으며, 현장 라인에 맞는 깔끔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안 / 바깥코너의 시공은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시공걸이  핀 겸용

※ 구간의 마무리 혹은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경우 사용

※ 코너블록 사용으로 90도 시공 가능 ※ 코너블록 사용이 불가능하며, 그림과 같이 각자 분리되어 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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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조블록B형 ] 시공시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축조B형은 자중식으로 현장에 따라 그리드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낮은 구간에도 그리드를 포설해야 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핀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시공하며, 1단 쌓을때마다 3cm 정도 뒤로 밀려 시공됩니다. 2단 축조시 지그재그로 갈려 시공 (아래그림 참고)

※ 핀 구멍 지름 : 2.5cm,  시공걸이 구멍 지름 : 3cm

1단과 2단의 코너블럭은 아래와 같이 1단 코너블럭 (빨간색, 블록에 ①표시), 2단 코너블럭 (파란색, 블록에 ②표시)으로 반복하여

직각(90도)구간을 시공 합니다.

안 / 바깥코너의 시공은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 코너블록 사용으로 90도 시공 가능 ※ 코너블록 사용이 불가능하며, 그림과 같이 각자 분리되어 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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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조블록C형 ] 시공시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축조C형은 자중식으로 현장에 따라 그리드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낮은 구간에도 그리드를 포설해야 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핀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시공하며, 1단 쌓을때마다 3cm 정도 뒤로 밀려 시공됩니다. 2단 축조시 지그재그로 갈려 시공 (아래그림 참고)

※ 핀 구멍 지름 : 2.5cm,  시공걸이 구멍 지름 : 3cm

코너블록을 사용하여 직각(90도)구간 시공이 가능하며, 반블록을 활용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깔끔한 시공 가능합니다.

안 / 바깥코너의 시공은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 코너블록 사용으로 90도 시공 가능

※ 코너블록은 지그재그가 아닌 일자로 시공

※ 코너블록을 뒤집어서(앞무늬가 뒤로가도록) 위의 그림과 같이 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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